
 

핸디형 스팀청소기

SteamCleaner Multi

 
1200W

마이크로 필터 패드 2개

정밀 노즐

 

FC7008/01

스팀을 통해 언제나 위생적으로 표면 세척
화학물질 없이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및 박테리아 제거

필립스 SteamCleaner Multi는 스팀을 통해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및 기름을 제거합니다. 수증기만을 사용하여 최대

99.9%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청소 효과를 누려 보세요. 또한 스팀 노즐을 사용하여 모든 틈새를 청소하며, 마

이크로 필터 패드로 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.

100% 무합성

세제 불필요, 표면에 잔여물 남지 않음

위생적인 청소 효과

스팀으로 세균 및 박테리아 99.9% 제거

편리한 사용

마이크로 필터 패드 2개 제공

가볍고 컴팩트하며 보관이 용이

사용 준비 상태 표시

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까지 제거

세척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마이크로 필터 패드

매끄러운 표면의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및 오일까지 쉽게 청소

모든 구석 및 틈새까지 청소 가능

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삼각 스팀 노즐

좁은 구석 청소를 위한 정밀 스팀 노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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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제품

100% 무합성

필립스 SteamCleaner Multi는 물만을 사용하여

표면에 얼룩 한점도 남기지 않습니다.

세균 및 박테리아 제거

필립스 SteamCleaner Multi로 위생적인 청소 효

과를 누려 보세요. SteamCleaner Multi는 화학물

질 없이 오직 물만 사용해서 표면에 있는 세균과 박

테리아를 99.9% 제거합니다.

세척 가능한 마이크로 필터 패드

세척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마이크로 필터

패드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부드러운 마이크로

필터 재질로 먼지를 깨끗하게 흡수합니다. 먼지가

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. 마이크로 필터

패드는 세탁기로 세척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쉽습

니다.

편리한 사용

SteamCleaner Multi는 작고 컴팩트하며 보관이

쉬울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간편합니다. 가벼워서 오

랫동안 청소를 해도 피로가 덜 합니다.

사용 준비 상태 표시

예열이 되면 하얀색 표시등이 켜지고 스팀을 분사

할 준비가 되면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박이기 시

작합니다. SteamCleaner Multi는 45초 이내로 사

용 준비가 완료되어 청소를 중단하지 않고 스팀을

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마이크로 필터 패드의 놀라운 흡수력

마이크로 필터 패드는 마루에서 먼지와 얼룩을 효

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.

스팀을 분사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한번에 청소할

수 있습니다.

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까지 청소

높은 온도의 스팀을 분사하여 기름때와 얼룩까지

쉽게 녹입니다. 스팀은 모든 종류의 얼룩과 먼지를

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.

자유로운 이동

마이크로 필터 패드를 장착한 삼각 스팀 노즐을 사

용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청소하십시오. 한번에 먼

지와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삼각형 모양 덕분

에 표면은 물론 뾰족한 열판 앞부분으로 구석 공간

까지 놓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.

구석 청소를 위한 정밀 노즐

정밀 스팀 노즐은 좁고 닿기 어려운 공간을 청소하

기 위해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기존의 도구로

는 청소하기 힘든 환기 후드 같은 곳도 문제 없습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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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양

디자인

색상: 밝은 녹색

성능

입력 전원(최대): 1200 W

사용편의성

코드 길이: 2.5 m

크기 및 무게

중량: 0.7 kg

노즐 및 액세서리

포함된 액세서리: 마이크로 필터 패드 2개

세척: 세척 가능한 마이크로 필터 패드

스팀 노즐: 정밀 스팀 노즐, 삼각 스팀 노즐

스팀 관리

예열 시간: <45 s

노즐 스팀 온도: >100 °C

무화학 세척: 100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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